
WORLD TOP 10 UNIVERSITY BY 2030
689-79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UNIST 입학처 TEL. 052-217-1120
www.unist.ac.kr
http://admission.unist.ac.kr

발 간 등 록 번 호
UNIST-입학팀-2014-003

FIRST IN CHANGE

201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유니스트2015수시28일-최종8.0_레이아웃 1  14. 6. 5.  오후 3:30  페이지 1



VISION 2030 2 + 3

04 Power 1. 교수

05 Power 2. 학생

06 Power 3. 연구성과

07 Power 4. 연구시설

08 Power 5. 창업 CEO육성

09 Power 6. 장학혜택

10 2015학년도 수시 입학전형 안내

19 제출서류

26 FAQ 및 입학홍보관 안내

27 Campus Map

VISION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양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융합과학기술 구현을 통해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을 만든다. 

GOALS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2030년 세계 10위권 이공계 특성화 대학
교육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 양성

연구 ·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융합과학기술 구현

· 2030년까지 세계 최고 과학자 및 글로벌 스타 과학자 10명 배출 

(노벨상, 필즈상, 라스카상, 큐리상 등 수상자) 

STRATEGIES 창의·융합 · 글로벌화 ·선택과 집중
창의  최첨단 IT를 활용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반 토론식 수업

융합  전학생 무전공 입학, 2개 이상 전공트랙 이수, 교수의 2개 이상 학부 소속 의무화

글로벌화  국내 대학 유일 전 교과 100%영어강의,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비율 20%까지 단계적 확대

선택과 집중  중점연구분야 선정 및 융합연구원(UMI)을 통한 집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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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본 재학생 

친환경에너지공학부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논문 게재

조 민 수학생

테크노경영학부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업공학 및 경영시스템 학회
최우수 논문상

박 민 주학생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영국왕립화학회 저널 
RSC(Royal Society of 
Chemistry) 논문 발표

유 세 연학생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SCI 학술지 MWCL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논문 발표

POWER 1 4 + 5

세상의 지식을 이끌 유능한 교수진들은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첨단융합과학기술을 주도하여 

UNIST를 세계적 과학기술 메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odney S. Ruoff 교수 

자연과학부
•IBS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연구단장
•나노튜브와 그래핀과 연관된 신물질 개발, 

새로운 탄소소재 합성 및 응용
•2011년 톰슨로이터에서 세계 재료 과학자 

100인 중 16위로 선정

언제나 세계보다 한 발 앞선 연구를 실현하고 선보이는 UNIST는 매년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UNIST 학부생들은 연구중심 커리큘럼 아래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세계적으로 저

명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제대회 상위권에 입상하는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Project M

•시각장애인용 방향 제어 길 안내 시스템(Sound View) 개발

•2013년 University-Startup Contest 최우수상(교육부 장관상)

•2013년 중소기업청 수시발굴연계 투자유치 선정(7천만 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4천만 원)

설리반의 목소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소프트웨어 개발

•2011년 전국 소셜벤처대회 대상수상

•2013년 Intel AYTEC 아시아 청년사회적기업가대회 우승

•2013년 Intel APEC 아시아 대회 한국대표 선정

POWER 2

Steve Granick교수 

자연과학부
•IBS 첨단 연성 물질 연구단 연구단장
•고분자 물리 분야 연구를 통해 기후, 에너지, 

의료분야의 문제 해결
•2006년 미국 화학회 콜로이드와 표면화학 분야

최고상 수상

조 재 필 교수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자연과학부
•2차 전지 분야 세계 TOP3
•2차 전지 음․양극 신소재 개발 :

국내 대학 최고 기술이전료 64억
•리튬이차전지의 습식 및 건습코팅이론 제시

이 재 성 교수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태양광 수소 관련 세계적 권위자
•SCI 논문 340여 편, 특허 100건
•광촉매 물분해, 연료전지, CO2 활용 촉매 연구

임 미 희 교수 

자연과학부, 생명과학부
•생무기화학(금속 신경 과학) 분야 대표 여성과학자
•2013년 미국 NSF Career Award 수상
•2012년 미국 The Paul Saltman Award 수상

세계를 무대로! UNI★STAR의 저력을 펼치다 

UNI★STAR

박 현 거교수 

자연과학부
•핵융합 플라즈마 연구
•미국 물리학회(American Physics Society) 

펠로 선정
•국제 토카막 물리회의단체(ITPA) 플라즈마 

진단분야 회장

Professors
세계 속에 우뚝 선 석학들

김 광 수교수 

자연과학부
•국내 유일 화학분야 국가 과학자
•양자화학, 계산화학, 나노재료 화학 분야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등 

10개의 국제 학술지 이사 역임

서 판 길교수 

생명과학부, 자연과학부
•대사성 질환 및 생성 기전, 줄기세포 분화의 

생체신호 전달 기작 연구
•논문 피인용 횟수 약 10,650회
•세계 의학 및 생물학 분야 상위 2% 중요 논문 선정

Christopher W. Bielawski 교수 

자연과학부
•유기고분자 화학분야의 선도 과학자
•2012년 Journal of Polymer Science 

Innovation Award 수상
•2009년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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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UNIST의 융합연구는 기존의

과학기술 연구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신선한

충격을 세계 과학계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이차전지, 저차원 탄소

혁신소재 분야에서 UNIST의 융합연구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세계적인 연구성과

를 내고 있으며, 학부생들도 활발히 연구에

참여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연구브랜드, UNIST

아시아 태평양 연구역량 국내 대학 중 

5위(2014년 5월 기준)
Nature 외 17개 Nature 자매지에 

게재된 논문 지수
Nature 
Publishing 
Index

Global Ph.D 
Fellowship

우수한 학부 졸업생들의 국내 대학원 유치를 위해 
연간 3,000만 원씩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
2014년 총 20명 선정, 

대학원 정원 기준 국내 대학 중 1위

IBS

GPF

NPI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IBS) 
캠퍼스 연구단 선정 연간 100억 원씩 10년 동안 
총 3,000억 원의 연구비 지원

 Steve Granick 교수(미국 UIUC) 첨단 연성 

물질 연구단

 Rodney S. Ruoff 교수(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Austin)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명경재 박사(NIH: 미국국립보건원) 

유전체 보전 연구단

Institute
for Basic
Science

POWER 3 POWER 4

UCRF

UNIST 연구지원본부(UCRF)는 첨단 융합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고가의 첨단 장비를

공유하고 분석, 공정, 가공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UNIST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UCRF는 200여 종

이상의 첨단 고가 장비를 보유한 분석실, 나노소자공정실, 환경분석센터, 기기가공실,

바이오메드이미징센터, 생체효능검증센터, 방사선안전관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교내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체, 연구소,

타 대학에 우수한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연구 성과의 산실,
UNIST 연구지원본부

분석실
Material Analysis Lab

나노소자공정실
Nano Fabrication Center

환경분석센터
Environmental 
Analysis Center

기기가공실
Design and Manufacturing Center

바이오메드 이미징센터
UNIST-Olympus 
Bio-med imaging Center

생체효능 검증센터
in vivo Research Center

방사선안전관리실
Radioisotope Safety Lab

Electron microscopy / X-Ray analysis /
Spectroscopic Analysis / Surface analysis /
Mass analysis / Thermal analysis 
Radiation Safety Control

Photo Lithography process / Thin film
process / Etch process / Measurement
Packing 

Environmental analysis / Pre-treatment /
Sampling preparation 

CNC Workshop / Shape manufacturing / 3D
measurement / Material Test / Welding
CAD/CAM/CAE 

Zero drift motorized system / Virtual mi-
croscopy / LSCM With SIM & live / TIRF mi-
croscopy / All-in-one confocal system / Bio
imaging navigator / Micro-view Imaging sys-
tem 

Strain Preservation Zone / Small Animal
Zone / BSL-2 Zone / In Vivo Imaging Behav-
ior Study 

Radiation Safety Control

•연구기자재 투자: 총 1,400억

•사용료 수입: 약 17억, 40,000건(2013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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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upportCreativity & Challenge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를 위한 UNIST의 무한지원
‘신입생 입학 시 전원 전액 장학금 지급’을 비롯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으로 대부분의

UNI★STAR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 중 해외연수경비를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CEO의 길, 

UNIST에서 시작됩니다.

UNIST의 특화된 창업 교육 및 

지원시스템, 우수한 연구 환경을 통해 

UNI★STAR들은 

스티브 잡스(Steve Jobs), 

빌 게이츠(Bill Gates)를 뛰어넘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합니다.

해외교류
(1) 교환학생 프로그램

● 한 학기 또는 일 년 동안 협정 체결교에서 수학한 후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
● Virginia Tech,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Strathclyde, University of Michigan 등

(2)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 학부생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멘토 교수 지도 하에 연구주제를 선정,

외국 대학 교수 랩 및 연구소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Stanford University, NASA,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CHOP,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등

(3) 해외 인턴십
● IAESTE(국제이공계인턴교류협회)에서 제공하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서 관심 분야의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4) 문화탐방 프로그램
● 현지 문화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분야별 다양한 영어함양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University of Pennsylvania, UCLA, UC San Diego, 

University of Manchester 등

(5) 학술활동 프로그램
● 전공과 관련된 해외 국제학회 및 학술행사 등에 참석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관심 및 견문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6) 여름학기 프로그램
● 외국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계절학기 수강 후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 
● UC Berkeley, UC San Diego, UC Irvine, UCLA, Stanford University 등

(7) 랩 투어
● 전공에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외국의 교육현장을 체험하여 전공탐색, 견문

확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 탐방 지역 제한 없음

(8) 해외봉사활동
●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몽골, 베트남 등 해외봉사를 수행하

여 국제적 소양 증진, 리더십 함양,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
● 동남아 빈민지역

해외연수경비지원(만 원)

500최대 
지원 금액

교재구입비(만 원)

200 연간 최대 
지급 금액

장학제도

(1) 입학 시 신입생 전원 전액 장학금 지급

(2) 과학영재 해외연수 지원 장학생

● 재학 중 해외연수경비 최고 500만 원 지원

(3) UNI-STAR 장학생

●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 학기당 교재구입비 지원

● 해외연수경비 지원

● 본교 대학원 재학 시 등록금 지원

(4)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

● 해외연수경비 지원

● 재학 중 ‘UNIST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비 

최대 300만 원 지원

(5) 성적 우수 장학금

● 재학생 학점 3.3 이상 등록금 전액, 

2.7 이상 등록금 반액 지원

POWER 6 8 + 9

UNIST가 선발하고자 하는 창업인재란 이미 창업을 해서 성공을 거둔 학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꿈과 끼를 UNIST에서 충분히 펼칠 가능성 있는 인재를 찾는 것입니다.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명 혹은 사업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
● 미래 사회를 선도할 미래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CEO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
●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손정의 같은 미래를 이끌 혁신적 기업가가 될 

자질과 잠재력이 충분한 학생 

1. 최고 수준 창업 멘토 제공

입학과 동시에 창업전담지도교수(경영학부), 교내 창업 성공 기업인 선배, 창업 동아리,

국내 글로벌 전문 경영인, 해외 창업 전문 지원단 및 그룹별 창업 인큐베이터실 지원

2. 해외 창업 연수 기회 제공

Georgia Tech, UC-Irvine, North Carolina 대학생들과 공동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Silicon Valley, Israel, Germany 등 재학 중 해외 창업 연수 지원

3. 창업 전문 교육과정 우선 제공

경영학부의 창업전문 교육과정 우선 제공 및 해외 대학과의 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인재

창업인재, 어떻게 양성하나요?

POWER 5

한국의 스티브 잡스(Steve Jobs), 빌 게이츠(Bill Gates) 요람

NewsJAM팀
•잼과 같이 뉴스를 요약, 응축된 상태로 만들어 뉴스의 핵심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

•2013 공개 SW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

칵테일팀
•배터리 없이 빛과 소리를 내는 어린이용 블록 장난감 Toyon 개발 

특허 취득

•제3회 국제 융합혁신디자인 공모전 (Co- Creative Design

Competition) 우수상 수상

여울팀
•언제 어디서나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정수 텀블러 개발

•Pet 병의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

•2014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UNIST 창업인재전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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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수시 
입학전형 안내

1. 전형별 모집인원

2. 전형일정

3. 전형방법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5. 면접

6.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7. 지원자 유의사항

8. 합격자 발표

9. 등록안내

10. 미등록 충원(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1. 전형별 모집인원

2. 전형일정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도시환경공학부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생명과학부

자연과학부

경영학부

이공
계열

경영
계열

모집
단위

학부 전공

지역인재 기회균등창업인재학업역량
우수자

탐구역량
우수자

정원 내

학생부종합전형

정원 외

   280        254         15          45          35계

※ 계열별 모집(2학년 진급 시 학부 및 전공 자유 선택 - 융합전공)
※ 탐구역량우수자전형과 그 외 전형(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간 중복 지원가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기계공학, 원자력공학 및 과학

환경과학공학, 도시건설공학, 
재난관리공학

산업디자인, 인간 및 시스템공학

신소재과학, 나노재료공학

에너지공학, 화학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 수리과학

경영학, 재무·회계학

비전
✚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

인재상
✚ UNIST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

✚ 정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을 지닌 자

✚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

✚ 지원관련 분야의 우수한 학업능력을 성취한 자

✚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자

✚ 특정분야의 재능과 창의성을 갖춘 자

비전 및 인재상

280 229 15 40 30

- 25 - 5 5

서류제출

원서접수

구분 기간 장소 비고

면접

합격자
발표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2014. 9. 12(금) ~ 9. 16(화)
18:00까지

2014. 9. 12(금) ~ 9. 17(수)
18:00까지

2014. 9. 12(금) ~ 9. 18(목)
18:00까지

2014. 9. 12(금) ~ 9. 17(수)

2014. 10. 25(토) 08:30부터

2014. 11. 21(금) 08:30부터

2014. 11. 22(토) 08:30부터

2014. 11. 21(금) 08:30부터

2014. 11. 21(금) 08:30부터

2014. 10. 17(금) 10:00예정

2014. 11. 14(금) 10:00예정

2014. 11. 7(금) 10:00예정

2014. 12. 5(금) 10:00예정

2014. 12. 15(월) 21:00까지

2014. 12. 8(월) ~ 12. 10(수)
16:00까지

1차 : 2014. 12. 11(목) 17:00
2차 : 2014. 12. 12(금) 17:00
3차 이후 충원 합격자는 

개별통보 (통보마감: 2014. 12.
15(월) 21:00까지)

2014. 12. 16(화) 16:00까지

2015. 1. 30(금) ~ 2. 3(화) 
16:00까지

www.uwayapply.com

www.uwayapply.com

www.uwayapply.com

(689-798)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UNIST 입학처

본교

www.unist.ac.kr

www.unist.ac.kr

추후 별도 공고

추후 별도 공고

인터넷 접수만 가능

온라인 입력만 가능

온라인 입력만 가능
(지원자 원서접수 후 

작성 가능)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직접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면접 세부사항은 
별도 공고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도 

마감일 16:00까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우수성 입증자료,
지원자격 증빙서류,
조기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출 미동의자에 한함)

탐구역량우수자

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탐구역량우수자

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탐구역량우수자

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최초 등록

충원 합격자 통보

최종 등록마감

충원합격자 통보마감

1
단
계
합
격
자

최
종
합
격
자

수시등록금 납부

※ 탐구역량우수자전형과 그 외 전형(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간 중복 지원가능
※ 중복지원자 중 탐구역량우수자전형의 최종합격자는 그 외 전형(학업역량우수자, 지역인재, 기회균등)의 1단계 합격자           

대상에서 제외함(단, 창업인재전형은 제외하지 않음)
※ 중복지원 시에는 제출서류 일체(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를 지원 전형 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전형 간 중복지원 가능 여부

전형명 탐구역량우수자 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탐구역량우수자

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O O O O

         O X X X

         O X X X

         O X X X

         O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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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출서류

※ 각종 서식은 입학 홈페이지(http://admission.unist.ac.kr) 입학도우미-자료실에 있음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가. 지원자격

공통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 탐구역량우수자
지원계열의 적성·재능이 우수하고 UNIST의 비전을 공유하며 정직한 인성을 가진 자로서                             

특히 수학·과학 분야의 탐구역량이 매우 우수한 자

(2) 학업역량우수자
지원계열의 적성·재능이 우수하고 UNIST의 비전을 공유하며 정직한 인성을 가진 자로서                             

특히 이공계열은 수학/과학, 경영계열은 수학/외국어 분야의 학업역량이 매우 우수한 자

(3) 창업인재
수학/과학 관련 학업역량이 우수하고 고교 재학 중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이력이 매우 우수한 자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4) 지역인재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지원 분야의 선도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고교에서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이수기간 동안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자

(5) 기회균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및 그의 자녀(단,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포함)

(1)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자(2010년 ~ 2015년 2월 졸업자 및 조기졸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2) 자기소개서
•본교 서식을 사용하여 지원자 본인이 작성

•본교 서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활용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uwayapply.com)에서 2014. 9. 12(금) 09:00부터 입력이 가능하며, 

2014. 9. 17(수) 18:00까지 직접 입력

(3) 교사추천서
•본교 서식을 사용하여 해당 고교 교사가 작성

•본교 서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활용

•검정고시 출신자는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국내 현직 교사가 작성할 수 있음

•외국고교 출신자는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국내외 현직 교사가 작성할 수 있음                                               

(단, 추천인이 외국인일 경우 본교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우편 제출) 

•교사추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uwayapply.com)에서                                                   

2014. 9. 18(목) 18:00까지 추천자가 직접 입력

(4) 우수성 입증자료
•우수성 입증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가 아닌 선택 제출 자료로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별도의 입증자료(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종합서류평가

지원자의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우수성 입증자료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함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반영 교과

- 이공계열 : 국어, 수학, 영어, 과학        - 경영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종합다면면접평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내용 및 지원계열적합성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세한 사항은 5. 면접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미제출

원서접수 사이트
에서 온라인 입력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수제출

선택제출 해당없음 선택제출 해당없음 선택제출

해당자 필수제출 필수제출

해당자 필수제출

선택제출
(3개 이내) 해당없음 선택제출

(3개 이내) 해당없음 선택제출
(2개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우수성 입증자료

지원자격증빙서류

조기졸업예정증명서

 탐구역량우수자 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제출방법구분
전형명

3. 전형방법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다. 서류제출시유의사항

탐구역량우수자

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종합서류평가(3배수 내외 선발)

종합서류평가(3배수 내외 선발)

종합서류평가(3배수 내외 선발)

종합서류평가(3배수 내외 선발)

종합서류평가(3배수 내외 선발)

1단계 50% + 종합다면면접평가 50%

1단계 70% + 종합다면면접평가 30%

1단계 50% + 종합다면면접평가 50%

1단계 70% + 종합다면면접평가 30%

1단계 50% + 종합다면면접평가 50%

1단계 (100%)
단계(반영비율)

전형명 2단계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2015학년도 
수시 
입학전형 안내

1. 전형별 모집인원

2. 전형일정

3. 전형방법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5. 면접

6.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7. 지원자 유의사항

8. 합격자 발표

9. 등록안내

10. 미등록 충원(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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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 입증자료 목록’을 작성한 후 각각의 자료에 대하여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 작성,                            

그에 해당되는 입증자료는 별도의 제본 없이 A4 크기로 제출

•우수성 입증자료 개수 제한                                                                                                                              

탐구역량우수자전형, 창업인재전형은 최대 3개까지, 기회균등전형은 최대 2개까지 제출 가능
※ 연구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표지, 목차, 자신의 연구결과가 게재된 페이지를 복사하여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 공동연구일 경우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에 본인 역할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은 제출 할 수 없음

(5) 지원자격 증빙서류
(가) 외국고교 출신자 :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졸업하는 즉시 2015년 2월까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 취소 됨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중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제출 기한은 개인 통보)

(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 지원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①, ②, ③ 중 1개)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② 의료급여자격득실 확인서(시·군·구청 발급) 1부                                                                                

③ 의료급여증명서(읍·면·동주민센터) 1부
※ 모든 전형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라) 조기졸업예정자 : 조기졸업예정 증명서(본교 서식 사용) 1부

(6) 전형별 지원자격 증빙서류
(가) 지역인재전형 : 주소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지원자) 1부

※ 지역인재전형 졸업(예정)자 중 최종합격자는 주소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지원자) 1부를              

추가로 입학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제출 기한은 개인 통보)

(나) 기회균등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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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방법

가.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2014.9.12(금)~16(화)18:00까지(5일간)

나.전형료 및 결제방법

(1) 전형료

(1) 탐구역량우수자전형, 학업역량우수자전형, 지역인재전형, 기회균등전형
(가) 면접형태 : 제출서류 기반의 종합다면면접

(나) 평가내용 : 제출서류내용 확인과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을 평가  

(다) 평가방법 :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위원 3인이 20분 내외로 실시

(2) 창업인재전형
• 집단토론면접과 개별면접을 병행하여 평가

(가) 집단토론면접

- 평가내용 : 지원계열 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

- 평가방법 : 5명 내외의 지원자들이 주어진 소재(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다수의 면접위원은

토론시간(40분 내외) 동안 지원자들을 관찰

(나) 개별면접

- 면접형태 : 제출서류 기반의 종합다면면접

- 평가내용 : 제출서류내용 확인과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을 평가

- 평가방법 :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위원 2인이 15분 내외로 실시

6.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공통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지원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①,②,③ 중 1개)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② 의료급여자격득실 확인서(시·군·구청 발급) 1부
③ 의료급여증명서(읍·면·동주민센터) 1부

2)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  급) 1부
3)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1부
4)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1부

5) 차상위 자활근로자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1부
6)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 가족 확인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1부
7)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1부

유의사항
- 증명서 및 확인서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확인받은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지원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 

가. 면접일정

5. 면접

탐구역량우수자

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2014. 10. 25(토) 08:30부터

2014. 11. 21(금) 08:30부터

2014. 11. 22(토) 08:30부터

2014. 11. 21(금) 08:30부터

2014. 11. 21(금) 08:30부터

본교
면접 세부 일정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전형명 기간 장소 비고

전형료 80,000원 40,000원 -

전형명    탐구역량우수자        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2015학년도 
수시 
입학전형 안내

1. 전형별 모집인원

2. 전형일정

3. 전형방법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5. 면접

6.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7. 지원자 유의사항

8. 합격자 발표

9. 등록안내

10. 미등록 충원(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7)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 고등학교 진학 이전의 교과 및 비교과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사설기관과 연계된 활동자료는 평가 시 반영하지 않음

• 지정된 기한까지 입력 또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 및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UNIST가 부담

(3) 결제방법은 접수업체(유웨이어플라이)의 결제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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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자 유의사항
가. 2015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UNIST는 수시모집 전형별 원서 접수 6회 제한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UNIST의 두 개 전형에 지원할 경우 수시 지원 횟수 6회 중 2회 지원으로 간주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가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됨(온라인 접수하는 경우 전산에 입력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다. 타 대학과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대학(전문대 포함)에 지원을 할 수 없음

- 전형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 등록

및수시모집 합격자의 입학 학기가 같은 다른 모집 대학에의 등록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함

라. 입학전형 관련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돌려받지 못함

마.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함                                                

-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유사도 검증을 실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 검증 기준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시 소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바.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혹은 일정배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원자가 본교 수학능력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다음 단계 평가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면접에 결시하면 불합격으로 처리됨                                                                                                                 

- 면접당일 입실시간(08:30) 이후에는 입실 불가

아. 미등록 충원 이후 결원은 정시모집에서 이월하여 선발 함

자.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전형료를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반환 함

차.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 유웨이어플라이 로그인

UNIST 입학홈페이지 지원자 유웨이어플라이

2 입학원서 작성 3 입력사항 확인

7 접수 완료 6 접수 완료 및 미작성 자기소개서 입력

4 자기소개서 작성

5 전형료 결제

8 접수 완료 후 수험표 출력 9 우편으로 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10 교사추천서 입력

로그인(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사진(3×4cm)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용 사진이어야 함
(컬러사진 업로드)

원서접수 배너 클릭 원서접수 배너 클릭

-접수가 완료된 후 입력사항 
변경, 취소, 환불 불가

-전형료 결제가 완료가 되면 
수험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됨

- 교사추천서는 지원자가 접수가 완
료(수험번호 부여)된 후에 작성이
가능하며, 접수 중에는 입력 불가함

- 교사추천서 입력 완료 기한 :
2014. 9. 18(목) 18:00까지

지원자격증빙서류 및 우수성입증자료 
등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접수완료 페이지에서발송용 봉투를
출력하여 우편 봉투에 부착하여 제출

접수 완료 후에도 
2014. 9. 17(수) 18:00까지 
자기소개서 수정 가능

수수료 5,000원 본교 부담

가.합격자 발표 일자

8. 합격자 발표

2014. 10. 17(금)

2014. 11. 07(금)

2014. 11. 14(금)

2014. 12. 05(금)

탐구역량우수자 1단계 발표

탐구역량우수자 최종 발표

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1단계 발표

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최종 발표

              날짜 구분

나. 합격자 발표는 UNIST 입학홈페이지 조회 페이지에서 하며 합격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유선상 질의

를 통한 합격여부 확인 불가)

다. 예비 합격 순위는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함

라. 합격자는 UNIST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합격통지서, 등록(예치)금 고지서, 등록포기서, 합격자 유의사항 등을

확인 및 출력해야 하며,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 등에 명기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다.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지원자가 모집요강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자세히 살펴본 후 지원하여야 함

(2)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시(2014. 9. 16(화) 18:00)까지 전형료를 결제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수험번호는 접수완료 후 자동 부여됨

(3) 인터넷 원서접수가 완료(수험번호 부여) 된 후에는 입학원서 수정이 불가함(접수 이전에는 수정 가능)

(4) 자기소개서는 접수업체(유웨이어플라이)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서면제출 불가) 

(5)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 수정 마감일시(2014. 9. 17(수) 18:00)까지 작성 및 수정을 완료해야 함

(6) 추천서는 지원자 접수가 완료(수험번호 부여) 된 후에 작성이 가능함(접수 중에는 입력 불가능)

(7)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접수업체(유웨이어플라이)에서 로그인하여 재출력 가능

(8) 인터넷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충족이 현저한 경우 및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이후 전형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원서접수 수수료 공제)을 환불할 수 있음

(9) 기타 인터넷 원서접수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 접수업체(유웨이어플라이)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주)유웨이어플라이 (TEL: 1588-8988)

2015학년도 
수시 
입학전형 안내

1. 전형별 모집인원

2. 전형일정

3. 전형방법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5. 면접

6.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7. 지원자 유의사항

8. 합격자 발표

9. 등록안내

10. 미등록 충원(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라.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4)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2단계 전형료(전형료의 1/2)를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5) 지원자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4.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다.서류제출시 유의사항/ (5).지원

자격 증빙서류 참고)를 서류제출 기간 마감일 2014. 9. 17(수)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한 전형료 전액

을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 입력한 계좌번호가 잘못되어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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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등록 충원(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가.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중 미등록자, 등록 후 등록포기자 등으로 인한 결원은 
각 전형의 후보 순위에 따라 2014. 12. 15(월) 21:00까지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며, 
충원기간 이후 발생하는 결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할 수 있음

나. 충원 합격자 발표 일시
(1) 1차 : 2014. 12. 11(목) 17:00

(2) 2차 : 2014. 12. 12(금) 17:00

(3) 3차 이후 충원합격자는 개별 통보

다.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 2014. 12. 15(월) 21:00까지

라.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014. 12. 16(화) 16:00까지

마. 충원 합격자 유의사항
(1) 충원 합격자 발표는 반드시 UNIST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2) 충원 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3)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여 주기 바람

- 입학원서에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UNIST입학처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람(052-217-1120/1180)

- 연락처가 잘못 기재, 변경되었거나 수험생 혹은 가족 부재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예를 들어 3회 통화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 등)

(4)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반드시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함

2015학년도 
수시 
입학전형 안내

1. 전형별 모집인원

2. 전형일정

3. 전형방법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5. 면접

6.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7. 지원자 유의사항

8. 합격자 발표

9. 등록안내

10. 미등록 충원(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가. 최초 등록기간 : 2014. 12. 8(월) ~ 10(수) 16:00까지 (3일간)

나. 최종 등록기간 : 2014. 12. 16(화) 16:00까지

다. 등록방법
     •UNIST입학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 고지서 출력 후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합격증 및 등록(예치)금 고지서는 UNIST입학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

라. 수시합격생은 등록(예치)금 200,000원을 우선 납부하고, 등록금 확정 후 차액을 신입생 등록기간에 
완납해야 함

     •등록(예치)금은 등록 기간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마. 등록금 차액 납부
     •1월 중 등록금 확정 후 UNIST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납부 기간 : 2015. 1. 30(금) ~ 2. 3(화) 16:00까지(정시모집 합격생 등록기간)

바. 등록(예치)금 환불
     •등록포기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본교 등록(예치)금 환불 절차에 따라 등록포기서 작성 시 

입력한 은행 계좌로 입금

     •입력한 계좌번호가 잘못되어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자 기 소 개 서

[별첨 서식 1] 자기소개서 : 탐구역량우수자, 학업역량우수자,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성명

고등학교

(검정고시)

전형구분

지원계열

수험번호

(시/도)(시/군/구)고등학교

(검정고시:년월지구합격)

(외국고등학교:(국가) 고등학교)

□탐구역량우수자□학업역량우수자□창업인재

□지역인재□기회균등

□이공계열□경영계열

● 지원자 기본정보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4. UNIST 인재상 중 하나와 부합하는 교내 활동을 선택하여 활동참여 동기, 과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
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9. 등록안내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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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의 학업 관련 영역에 대해 “V”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평가불가’를 선택)

2.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 관계에 대하여 “V”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평가불가’를 선택)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 관계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술 가능)

지원자의 학업 관련 평가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술 가능)

3.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평가항목 매우우수함 우수함 보통 미흡 평가불가

1)책임감

2)성실성

3)리더십

4)협동심

5)나눔과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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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 추 천 서

□일반고등학교(평준화지역)□일반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등학교

□검정고시□외국소재고등학교□기타

● 지원자 기본정보

● 지원자의 재학/출신고등학교 유형(중복선택가능)

● 추천교사 인적사항 및 학생과의 관계

성   명

고등학교
(검정고시)

전형구분

지원계열

수험번호

(시/도)(시/군/구)고등학교
(검정고시:년월지구합격)
(외국고등학교:(국가)고등학교)

□탐구역량우수자□창업인재□기회균등

□이공계열□경영계열

추천교사이름

담당과목명

연락처(전화번호)

학생과교류기간

담임교사/OO교과교사

20××년3월~20××년8월(××개월)

소속학교명

학생과의관계

연락처(휴대폰번호)

1. 본인은 이 추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으며 본 추천서의 내용을 지원자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임

2. 본인은 이 추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등 추천인 서약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위약할 경우에는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추천인의 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

위의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2014 년      월       일

교사    성 명                

U N I S T 총장 귀하

[별첨 서식 2] 교사추천서 : 탐구역량우수자, 창업인재, 기회균등

1)학업에대한목표의식과노력

2)자기주도적학습태도

3)수업참여도

3학년
전체

계열
전체

학급
전체

매우
우수함 우수함 보통 미흡 평가

불가

평가대상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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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 입증자료 목록

[별첨 서식 3] 우수성 입증자료 목록 : 탐구역량우수자, 창업인재, 기회균등

성명

전형구분

지원계열

고교명

수험번호

연락처

□탐구역량우수자□창업인재□기회균등

□이공계열□경영계열

(검정고시:년월 지구합격)

(외국고등학교:(국가)고등학교)

자택전화()-

휴대전화--

(시/도)(시/군/구)

고등학교

번호 우수성입증자료명 입증근거자료 비고

1

2

3

<우수성 입증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고등학교재학기간중의내용만기입하되,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되어있는내용에대해서는 

입증자료를제출하지않음

•우수성입증자료목록은한번만작성

•우수성입증자료설명서는입증자료별로해당번호를기입하고각각작성

(탐구역량우수자전형3개이내,창업인재전형3개이내,기회균등전형2개이내)

•작성한우수성입증자료목록,우수성입증자료설명서,입증자료는아래순서대로정리하여제출

(우수성입증자료목록,우수성입증자료설명서(1),입증자료(1),우수성입증자료설명서(2),입증자료(2),…)

•입증자료는별도의제본없이A4크기로제출

•공인어학성적이나교과관련교외수상실적제출금지

•사설기관과연계된자료는평가시반영하지않음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

[별첨 서식 4]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 : 탐구역량우수자, 창업인재, 기회균등

●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우수성 입증자료로 선택한 이유, 그로 인한 자기평가를 서술하시오. 

(공동연구일 경우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에 본인의 역할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우수성 입증자료 번호

자료명

해당영역

개인/단체

기간

□교과(○수학○과학○영어○기타)

□비교과(○체험활동○진로활동○특기적성활동○기타)

□개인□단체(단체명:)

년월~년월(약개월)

● 우수성 입증자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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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공인어학성적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
성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학생부위주전형의자기소개서는공교육내에서이루어진활동을작성하는취지이므로,위에서제시되지않은항목이라도사

교육유발요인이큰교외활동(해외어학연수등)을작성했을경우,해당내용을평가에반영하지않습니다.

영어(TOEIC,TOEFL,TEPS),프랑스어(DELF,DALF),중국어(HSK),일본어(JPT,JLPT),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독일어(ZD,TESTDAF,DSH,DSD)

상공회의소한자시험,한자능력검정,실용한자,한자급수자격검정,YBM 상무한검,한자급수인증시험,한자자격검정

2)수학ㆍ과학ㆍ외국어교과에대한교외수상실적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한국수학인증시험(KMC),온라인창의수학경시대회,도시대항국제수학토너먼트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한국천문올림피

아드(KAO),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국제물

리올림피아드,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국제수학올림피아드,국제생물올림피아드,국제천문올림피아

드,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전국초중고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프랑스어)경시대회,IET국제영

어대회,IEWC국제영어글쓰기대회,글로벌리더십영어경연대회,SIFEC전국영어말하기대회,국제영

어논술대회

수학

과학

외국어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붙임 2] 교사추천서 공통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사추천서는 추천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교사추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작성한 교사 및 지원 학생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교사추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 학생이 불합격 처리 되거나,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교사추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지원 학생은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공인어학성적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
성 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학생부위주전형의교사추천서는공교육내에서이루어진활동을작성하는취지이므로,위에서제시되지않은항목이라도사

교육유발요인이큰외부활동(해외어학연수등)을작성했을경우,해당내용을평가에반영하지않습니다.

영어(TOEIC,TOEFL,TEPS),프랑스어(DELF,DALF),중국어(HSK),일본어(JPT,JLPT),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독일어(ZD,TESTDAF,DSH,DSD)

상공회의소한자시험,한자능력검정,실용한자,한자급수자격검정,YBM상무한검,한자급수인증시험,한자자격검정

2)수학ㆍ과학ㆍ외국어교과에대한교외수상실적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한국수학인증시험(KMC),온라인창의수학경시대회,도시대항국제수학토너먼트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한국천문올림피

아드(KAO),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국제물

리올림피아드,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국제수학올림피아드,국제생물올림피아드,국제천문올림피아

드,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전국초중고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프랑스어)경시대회,IET국제영

어대회,IEWC국제영어글쓰기대회,글로벌리더십영어경연대회,SIFEC전국영어말하기대회,국제영

어논술대회

수학

과학

외국어

본인은 교사추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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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101동 저차원 탄소
혁신소재 연구관

❷ 102동 자연과학관
❸ 103동 첨단소재연구관
❹ 104동 제1공학관
❺ 105동 줄기세포연구관
❻ 106동 제2공학관
❼ 107동 기기가공동

❽ 114동 경영관
❾ 201동 대학본부
❿ 202동 학술정보관
 203동 학생회관
 205동 실내체육관
 301~309동 학생기숙사
 교수아파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최첨단의 에코캠퍼스. 

UNIST는 설계, 준공 때부터 하버드, 코넬 등 

친환경 캠퍼스를 지향하는 세계 주요 대학들과 

흐름을 같이해 왔습니다. 

UNIST에서 글로벌 리더들의 

꿈이 시작됩니다.

인간, 자연, 기술이
교류하는 
친환경 캠퍼스

Campus Map

기차 경부선 [KTX 울산역] : 337번 버스 이용(택시 이용 시 약 5분)
동해남부선 [태화강역] : 133, 337, 733번 버스 이용(택시 이용 시 약 30분)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 서울산 IC → 울산방면 24번 국도 → UNIST(서울산IC에서 10
분 소요)

비행기 울산공항 도착 후 1), 2) 방법으로 UNIST로 내방 가능
1) 시내버스 이용 : 402, 412, 432, 452번 버스 이용(신복로터리 하차 후 맞은편

에서 733번 환승) / 732번 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733번 환승 / 5003번 리무
진버스 이용

2) 택시 이용 : 약 30~35분 소요

고속버스 울산고속/시외버스터미널 : 133, 337, 733번 버스(택시 이용 시 약 25분)
신복로터리 : 733버스(택시 이용 시 약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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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❺





❽



❹

연구원숙소(건립예정)

❻

❷

❸



❼
❿

❾

연구동 2 (건립예정)

기초과학연구원(건립예정)

연구동1(건립예정)

언양휴게소 사연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경주방향

부산방향(해운대)

울주군청

울산광역시청 통계청
울산지방

검찰청KTX울산역 신복로터리

터미널
태화강역

공항

언양읍

언양분기점

서울산IC
태화강

공업탑로터리

옥현네거리

북부순환도로 효문역

수시모집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수시모집에서는 100%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며, 전형마

다 단계별 반영 비율을 달리합니다. 탐구역량우수자전형과 창

업인재전형, 기회균등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필수), 교

사추천서(선택)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집인원의 3배수 내

외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 1단계 종합서류평가결과 50%와 종합다면

면접 5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업역량우수자전형과

지역인재전형도 1단계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필수)의 종합서류평가로

이뤄지며, 2단계에서는 1단계의 평가결과 70%와 면접 30%를 합산해 최

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단계 결과에 1단계 서류 평가결과가 영향을 미

치는 만큼 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추천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이외의 서류제출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선

택사항입니다.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는 이를 점수화하여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됩

니다. 

면접방식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모든 전형에서 종합다면면접을

실시합니다. 작년까지는 이공계열은 수학과 과학을, 경영계열

은 수학과 영어를 평가하는 기초수학능력 구술면접(1시간 소요) 실시 후,

15분간의 다면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

터는 종합다면면접만을 실시합니다. 종합다면면접을 통해 제출서류를 바

탕으로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을 평

가합니다. 창업인재전형에서는 집단토론면접도 이루어지며, 5명 내외 지

원자들이 주어진 소재에 대하여 40분 내외 토론을 통해 지원계열의 적합

성 및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을 준비하며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UNIST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지만 수시 6회 제한을 받습니다. UNIST

탐구역량우수자전형과 타 전형 간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에는 수시 2회의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UNIST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어

떻게 되나요?

UNIST에서는 입학한 학생 모두에게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

학금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입학성적에 따라 해외 연수 장학금, 입학 성

적 우수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등 정부

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UNIST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나요?

UNIST는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014학년도 현재

모든 학부 학생과 대학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스포츠센터를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이 있어 학내 거주에 불편함

은 전혀 없습니다. 

Q2.

Q3.

Q1.

Q5.

Q6.

Q4.

UNIST FAQ

학부모 및 교사 간담회 개최 / UNIST소개 자료제공 

UNIST행사 소개 / 학생프로그램 안내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점심시간 오전 12시 ~ 오후 1시

학부 · 대학원 입학상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2 

현대 ESA 2차 310호 (구. 서초동 1380번지)

FAX : (02)523.1103  

http://admission.unist.ac.kr

TEL : 02-523-1120

서초역
(2번출구)

서울지검

UNIST입학 홍보관
(현대ESA 2차 310호)

대법원

서초고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신입생 전원 전액장학금 혜택

✚ 전 강좌 100% 영어강의

✚ 전 학생 융합전공 이수

입학홍보관 
서울·인천·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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